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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쟁과 가야금은 두 나라의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가야

금은 전통음악의 특색을 지닌 대표 악기 중 하나가 되었으며 연주 방법,

외형 구조 등에서 고쟁과 비슷하다. 기나긴 역사의 변천 중에 고쟁과 가

야금은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전통음악 특색을 지닌 창작곡이

많이 파생되었고 표현력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작품 개관,

음악 구조 분석 및 연주기법 분석 세 가지 측면에서 전통음악을 테마로

한 창작곡 중국의 고쟁 독주곡<야심침>과 한국의 산조가야금 독주곡

<남도환상곡>을 선정하여 두곡의 연주기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고쟁과 가야금의 연주 방법은 비교적 유사하다. 고쟁의 연주기법

으로 오른손은 엄지, 식지, 중지의 전통적인 연주기법을 위주로 하고 왼

손은 비브라폰, 활음 등의 방식을 결합하여 악곡의 음악적 특색을 더해

준다. 가야금의 경우 오른손은 엄지, 식지, 중지의 전통적인 연주기법이

주를 이루지만 다른 기법이 나타난다. 그러나 둘 다 음악적으로나 미학

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고쟁은 연주의 기교성을 중시하고 속도와 연주

의 외적 미관을 추구하며 가야금은 음악적 표현의 깊이를 강조한다.

둘째, 고쟁과 가야금의 예술적 특징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각각 자신의

독특한 음악의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악곡의 구조, 리듬박자, 선율

진행, 음색의 변화 등 방면에서 같은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음악의

주제를 가진 창작곡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민족 음악 문화

사이의 특색을 구현했다.

셋째, 고쟁창작곡<야심침>과 산조가야금 창작곡의 <남도환상곡> 중

에 나타난 연주기법와 음악 스타일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두 악곡의 연

주방법을 서로 참고하여 작품은 서로 교환하여 연주할 수 있다.

전통음악을 주제로 한 고쟁과 가야금의 창작곡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연주기법과 음악스타일을 깊이 이해하였다. 또한 고쟁과 가야금

의 음악문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국 전통 민족악기와 한국 민족악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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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두 악기의 연주방법을 서로 참고하여

서로의 작품도 교환하여 연주할 수 있다.

주요어 : 가야금, 고쟁, <남도환상곡>, <야심침>, 음악분석, 연주법

학 번 : 2018-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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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몇 연구목적

고쟁(古筝)은 한쟁(汉筝), 진쟁(秦筝)이라고도 하며 중국의 전통 대표

적인 현악기이다. 고쟁이라는 단어는 사마천(司马迁)이 편찬한 "사기"(史

记)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사기」중 「간축객서」(谏逐客书)1)에서 “夫

击瓮、扣缶、弹筝、博髀，而歌呼呜呜，快耳目者，真秦之声也"2)라고 하

였다. 이에 근거하여 고쟁은 진나라(지금의 산시성, 간쑤성)가 세워지고

문헌에 기록되기 전에 이미 서주(西周)3)의 진나라에 전해졌으며 지금으

로부터 이미 28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 고쟁은 진나라 땅에서 가장

먼저 유행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진나라 고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후 고쟁은 허난성(河南省), 산둥성(山东省), 광둥성(广东省), 저장성(浙江

省), 내몽고(内蒙古)등지로 전파되었다. 역사의 변천과 지역의 영향 때문

에 지방 스타일, 연주기법 등의 차이를 조성하였고 그로 인해 다양한 고

쟁의 유파를 형성하여 고쟁은 나날이 번영하게 되었다.4)

고쟁은 발전과정에서 주로 12현· 13현· 16현· 21현· 25현의 등형식으

로 제작되었잇다. 근대의 고쟁 연주는 21현 고쟁이 제일 광범위하게 사

용된다. 수(隨)나라 때 12현 고쟁이 수당연악(隋唐燕樂)5)이 되었고 13현

1) 간축객서(谏逐客书): 기원전 237년에 진시황(秦始皇)이 이방의 객경을 몰아내

라는 명령을 내렸다. 리스(李斯)는 진시황에게 축객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 쓴 문서이다. 谏逐客书_百度百科 (baidu.com)，(百度百科접속）
2)夫击瓮、扣缶、弹筝、博髀，而歌呼呜呜，快耳目者，真秦之声也：항아리를 치

고 장군을 걸고 쟁을 타며 대퇴골을 치며 우우 노래하는 것은 귀를 즐겁게 해

주는 진나라의 소리. 도자기를 두드리거나 고쟁을 연주하며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진나라의 음악이다.
3) 서주(西周) : 중국 역사상의 왕조이며, 시기는 기원전 1046년-기원전 771년이

다.
4) 레이화, "쟁의 보급으로부터 국악의 기원을 엿보다." 중국시대문학이론학술판

(2007년 제10호) , 135쪽
5) 수당영악(隋唐燕樂): 수나라과 당나라 때 유행한 연악(燕樂). 楊蔭瀏,「중국고

https://baike.baidu.com/item/%E8%B0%8F%E9%80%90%E5%AE%A2%E4%B9%A6/44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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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쟁이 아악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당(唐)나라말 때는 13

현 고쟁이 많이 사용되었다. 명(明)나라 때는 고쟁이 14, 15현으로 발전

되었고 현수와 음역도 늘어났다. 20세기 초기에는, 河南지방은 여전히 13

현 명주실 줄의 악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단 14현 고쟁을 사용하

는 이들도 있다. 기타 여러 지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악기는 금속 줄을

얹온 16현 고쟁이다. 1960년 이후 서양음악은 중국 음악 문화에 큰 영향

을 주었기 때문에 고쟁은 18현 고쟁，21현 고쟁，25현 전조 고쟁, 26현

고쟁, 29현 반음쟁(半音箏), 49현 나비형 쟁(蝶式筝）등의 다양한 모습으

로 만들어졌다. 전통적인 명주실(絲弦)의 구조에서 동선현(銅絲弦), 쇠줄

훅은 니룡전현(尼龍纏弦)의 순으로 개량되었다.6) 조율는 5음음계 고쟁에

서 7음음계 전조가 가능한 방향으로 다양하게 개량된 것이다.

가야금은「삼국사기」에 따르면 6세기경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만든 뒤 우륵에게 12 곡의 악곡을 쓰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우륵이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투항하면서 신라에 전해지고 되었다.7)그

런데 4세기 이전의 신라 토우나 고고학적유물에 의하면 가야금은 BC1

세기까지 그 역사를 소급할 수 있다.8) 중국 문헌「삼국지」<위서>'동이

전'에 따르면 삼한시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고유의 현악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가야금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남부지방에 존재했던 현

악기를 기초로 가실왕이 고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진흥왕 이후 가야

금은 신라에 널리 퍼졌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궁중과 민간의 사랑을 받

았다.9)

현대 많이 쓰이고 있는 가야금에는 정악가야금, 산조가야금, 18 현금, 25

현금 등이 있다. 이중 정악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은 전통가야금으로 분류

되고 18 현금이나 25 현금 등의 악기는 개량가야금이라는 명칭으로 분류

되기도 한다. 이렇듯 가야금은 시대와 음악의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대음악사(中國古代音樂史)」, 인민음악출판사(人民音樂出版社), 1980, 213쪽
6) 王燮,"古筝流变刍议", 중앙음악학원, 석사학위논문，2012，8쪽
7) 장사훈,「한국악기대관」, 서울대학교출판사, 1986, 76쪽
8) 이지영,「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보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41

쪽
9) 장사훈,「한국악기대관」, 서울대학교출판사, 1986,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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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어 왔다. 이 외에도 21 현금, 고음가야금, 저음가야금, 철가야금, 전

자가야금 등이 있다.

고쟁과 가야금은 두 나라의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가야

금은 전통음악의 특색을 지닌 대표 악기 중 하나가 되었으며 연주 방법,

외형 구조 등에서 고쟁과 비슷한 점이 있다. 동시에 기나긴 역사변천중

에 고쟁과 가야금은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전통음악 특색을 지

닌 창작곡이 많이 파생되었고 표현력이 대폭 확대되었다. 최근 몇 년 동

안 전통 악기로 연주되는 창작곡이 많이 등장하여 작곡가들은 다양한 음

악적 요소를 참고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새로 생겨난 창작곡들 중에는

서양음악의 표현기법을 융합한 작품도 있고 주제가 된 전통음악의 특성

을 살리고 전통적 연주기법 위에 새로운 연주형식과 음악적 표현을 가미

한 창작곡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음악을 테마로 한 창작곡 중국의 고쟁 독주곡<야

심침>과 한국의 산조가야금 독주곡<남도환상곡>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창작곡 <야심침>과 <남도환상곡>에서 쟁과 가야금의 연주기

법을 비교 연구하여 연주기법에서 공통점과 차이첨을 찾아내고자 한다.

그리고 전통음악을 주제로 한 창작곡의 상호 연주 가능성을 연구분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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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몆 연구방법

이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현대 많이 연주되고 있는 21현 고쟁 독주곡인

<야심침>과 한국의 12현 산조가야금 독주곡인 <남도환상곡>을 연구대

상으로 악곡 및 악곡에 나타난 대표적인 연주기법을 연구 분석하였다.

이 두 곡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곡은 모두 전통 음악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창작곡으로 악기

자체의 전통 연주기법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둘째로 두 곡의 음악형식

은 4악장으로 되어 구조가 같고, 타악 반주로 연주하며 리듬이 분명하

다. 셋째로 두 곡 모두 오른손을 위해 주선율을 연주하고 왼손은 연주기

법의 변화을 통해 여음 변화효과를 준다.

본 논문은 작품 개관, 음악 구조 분석 및 연주기법 분석 세 가지 측면

에서 연구한다. 작품 개관에는 작품배경과 작곡가의 생애를 간략하게 기

술한다. 음악 구조 분석에서는 작품의 음악구조, 단락 특징을 연구했다.

연주기법 분석에서는 고쟁 연주기법과 산조가야금 연주기법에 대한 연구

로 각각의 연주부호와 연주특징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고쟁하고 가야

금 두 악기 연주기법을 비교하여 두 악기 연주기법과 예술 스타일의 차

이성을 연구한다. 창작곡 <야심침>과 <남도환상곡>에서 고쟁과 가야금

의 연주기법을 비교 연구하여 공통으로 나타나는 연주기법을 찾아내고자

한다. 고쟁 연주기법과 산조가야금 연주기법에 대한 연구가 각각의 기보

부호하고 연주특징을 분석됐다.

중국 현악기 21 현 고쟁의 구조은 주로 면판(面板), 저변(底邊), 변판

(邊板), 쟁두(箏頭), 쟁미(箏尾), 악산(岳山), 마자(碼子), 현공(弦孔), 출음

공(出音孔)과 현(箏弦)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현 고쟁의 악기 구

조는 다음 <사진 1>과 같다.

<사진 1> 21 현 고쟁의 악기 구조10)

10) https://www.good.cc/3752558.html, (百度百科접속）

https://www.good.cc/3752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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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가야금 구조는 좌단, 현침, 줄, 안족, 학슬, 부들 , 봉미, 돌괘, 울림

구멍, 온족으로 되어 있다. 가야금의 앞판은 나무들 중 울림이 우수해 소

리의 전달에 좋은 나무로 오동나무를 이용하여 만든다. 뒷판은 소리가

울리는데 좋은 작용을 하는 밤나무를 이용하여 만든다.11) 산조가야금의

악기 구조는 다음 <사진 2>에서 볼 수 있다.

11) 이아기，“중국 고쟁과 한국 가야금의 비교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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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산조가야금의 악기 구조12)

고쟁 창작곡 <야심침>의 조현은 <악보 1> 과 같으며 <남도환상곡>

의 조현법은 <악보 2>과 같다.

12) 민지속,「한 권으로 끝내는 가야금: 가락 가야금」, 도약에듀출판부, 201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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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고쟁 <야심침>의 조현법

C# E F# G# B C# e f g b c¹# e¹ f¹# g¹# b¹ c²# e² f²# g²# b² c³

<악보 2> <남도환상곡>의 조현법 (실음은 완전 5도 낮음)

    e    a    b    d¹    e¹    g¹    a¹    b¹   d²    e²    g²   a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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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창작곡<야심침>(夜深沉)의 연주기법

1. 작품개관

고쟁곡 <야심침>은 중국의 유명한 고쟁연주가, 작곡가, 교육가인 왕중

산(王中山)이 경호(京胡)13) 작품 <야심침>을 개작한 것이다. 이 악곡은

다양한 연주 기교를 통하여 고쟁이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의 연

주 장점을 잘 살리고 왼손의 풍부한 연주 기교를 통하여 현악기의 섬세

한 여음을 보여준다. 연주 시에 중국 대북의 장단에 맞추어 연주되여, 고

쟁창작곡중의 대표곡으로 전해지고 또한 음악회나 고쟁대회에서 자주 사

용하는 기교적인 작품이다.

왕중산(王中山)은 중국 음악원 교수로 저명한　교육자, 연주자, 작곡가

이다. 허난성(河南省) 남양(南阳)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본토의 여

러 민간 연예인을 따라 배웠으며 허난성 쟁파의 연주 실력을 탄탄히 갖

추고 있다. 여러 차례 성내 시합에 참가하여 많은 상을 받았다. 그 후 조

만친 선생을 사사하여 고쟁의 빠른 지서기법을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배

워 일반화 하였다. 1986년에 새로운 고난도 기법으로 연주한 "호랑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자"(打虎上山)는 중국 제1회 고쟁학술교류회를 뒤흔들

어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1988년에 중국음악원에 입

학하여 저명한 고쟁교육자인 이완분 부교수를 사사하여 그 고쟁의 기예

를 한층 더 승화시켰다.14)

연주기법에 있어서 그는 전통적인 고쟁 연주기법을 보존할 뿐만아니라

개척적으로 요지, 다지 론지, 왼손에 네개의 갑지 등 새로운 기법을 연주

할 뿐만 아니라 쾌속지서 등의 기법도 대량의 고쟁창작곡에 응용하였다.

작품 창작에 있어서 그는 민간 북, 전통 희곡 등 예술 분야에서 양분을

13) 경호（京胡): 호금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 현악기이다. 18세기

말기, 중국 전통 희곡 경극의 형성과 함께 라현악기 호금의 기초에서 개조한 것

이다. 이미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 전통 희곡 경극의 주요 반주

악기이다.
14) 왕중산: 王中山_360百科 (so.com)，(百度百科접속）

https://baike.so.com/doc/537574-569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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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했다. 동시에 체계적인 학습으로 서양음악의 작곡 기법을 활용하여

"추망"《秋望》,、 진천망"《望秦川》、, "암향"《暗香》、," 헤라춤곡 "

《赫拉舞曲》"등 일련의 고쟁의 신작을 창조하였다.

<야심침>은 원래 경극 곡패(京剧曲牌)15)이다. 악곡은 곤곡 "사범《思

凡》"중에서 "《바람이 불면 연잎살》(《风吹荷叶煞气》）"이라는 곡패

의 네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야심침, 홀로 누웠다가 일어날 때 홀로 앉

았다. 누가 나처럼 외롭고 애달프겠는가? 이렇게 삭발한 까닭과 같으니?

（夜深沉，独自卧，起来时，独自坐。有谁人孤凄似我？似这等削发缘

何？)" 곡패의 제목은 노래 가사의 첫 구절인 "야심침"이라는 3글자에서

따왔다. 이 4구절의 곡강은 단지 10개의 마디만 있는데 개작자는 민간

기악 연주기법으로 그 전개, 연장, 곡강 중의 선율과 리듬의 원형을 바꾸

었다. 심지어 세밀한 대조를 하지 않으면 곡패의 원형을 알아보기 어렵

다.

원래 가사 중 불행을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음악 정서는 개편을

거쳐 강직하고 힘차며 굽히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정신의 기질로 바뀌었

다. 현재 곡패 <야심침>은 경극 "패왕별희-검춤(霸王别姬-舞剑)"과 "북

을 치고 조조를 욕하다(击鼓骂曹)"의 배경음악에 많이 응용되었다. 우희

(虞姬)가 스스로 목을 베기 전에 패왕 항우를 위해 마지막 검무 공연을

하고 패왕 항우(项羽)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조조

(曹操)에 대한 성토와 분노,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불만과 강권을 두려워

하지 않는 고결한 품격을 나타내였다.16)

<야심침>은 여러 예술가들에 의해 각색되어 다른 종류의 기악 연주

작품으로 창작되었으며 그 중에서 고쟁곡인 <야심침>은 경호의 독주곡

인 <야심침>에서 개작되었다. 현재 <야심침>에는 고쟁과 대북, 고쟁과

피아노, 대북과 경호, 그리고 고쟁의 삼중주 등 여러 연주편성이 있는데

이 글은 고쟁과 대북의 편성악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15) 경극 곡패(京剧曲牌）: 경극 곡패는 곡조의 명칭이고 경극 예술 중의 상당

히 중요한 부분으로 경극의 발생과 함께 발전하여 점차 형성된 것이다. 곡패는

각각 고정된 명칭, 문장 수, 격률이 상당히 엄밀하다.
16) 黄睿琦，“筝曲《夜深沉》的艺术风格与演绎分析”，南京艺术学院，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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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분석

<야심침>은 전통적인 고쟁의 독특한 연주 방식을 많이 보여준다. 작

곡가도 이 작품의 속도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연

주 속도를 "만판-쾌판-급판(慢板－快板－急板)"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

다. 이것은 중국 전통음악의 "만-쾌(중)-급판"의 음악 발전 양식과 비슷

하다. 음악구조는 전통적인 다단접합 구조(多段构造)를 사용하였고 속도

가 만판에서 쾌판으로 음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야심침>의 조율은 E궁의 5성음계17)이다. 이 조율은 고쟁의 전통적인

D궁 5성 조식 중의 궁음과 징음을 각각 반음씩 낮추어야 얻을 수 있다.

작품의 모든 임시 변음은 왼손으로 현을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연주기법

으로 구현된다. 게다가 작품 자체의 문화적 배경이 더해져서 작품의 전

통적 요소가 더욱 선명해졌다.

<야심침>의 전곡은 <표 1>에서 보듯이 144개의 마디로 되어있고 도

입부(引子), 만판(慢板), 쾌판(快板), 급판(急板)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적인 리듬은 느린 것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된다.

<표 1> 고쟁<야심침>의 음악구조

17) 5성음계： 한족의 고대 음율이다. 음의 높이 순으로 배열하면 모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은 각각 궁, 상, 각, 지, 우에 해당한다. "야심침"은 경호 작품

을 각색한 것으로 경호 연주판의 대부분은 F조로 정했다. 그러나 왕중산 선생

이 각색한 쟁판에서는 "야심침"을 "패왕별희"의 반주로서 사용하는 악보 E조를

참고했다. 경호조식 F조의 격렬함에 비해 고쟁의 E조는 더욱 차분함을 드러내

였다.

마디 구조 용어 음계

제 1마디-제 6 마디 도입부(引子) Prelude

E궁의 5음계
제 7마디-제 64 마디 만판(慢板) Lento

제 65 마디-제 122 마디 쾌판(快板) Allergatto

제 123 마디-제 144 마디 급판(急板) Pr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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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부(引子)

도입부(제 1 마디-제 6 마디)는 <악보 3>에서 보듯이 타악기인 중국 대

북(大鼓)이 단독으로 연주하는 단락으로 대북의 낮은 음색으로 느리게

시작한다. 깊은 북소리가 숙연한 분위기를 돋구고 사람들에게 엄숙하고

정중한 느낌을 준다. 대북은 강도상으로는 약하다가 점점 강해지고 속도

상으로는 느리다가 점점 빨라져서 음악을 점점 격렬하게 만들고 분위기

를 정점으로 밀어 넣는다. 제 5-제 6 마디는 강도상으로는 북의 파트가

변화있게 약하다가 점차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지는 빠르고 밀도 있는 부

분이고 리듬으로는 느려졌다가 급해졌다가 느려지는 것이 주제 악장의

출현을 예고한다. 악구의 끝은 매우 약한 강도로 북의 가장자리를 두드

리는 연주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쟁의 특색있는 한 줄의 파인18)(琶音)을

이끌어낸다. 만판 연주 부분으로 서서히 넘어간다.

<악보 3> 고쟁<야심침>의 도입부

18) 파인(琶音): 한 줄의 화음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또는 높은 것부터 낮

은 것까지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연주되는 것을 말하며 화음을 분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연습곡에 전문적인 기교 훈련으로 사용되며 때로는 짧은 연결

문이나 경과문으로서 악곡의 선율 성부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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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판(慢板）

만판(제 7 마디-제 64 마디)은 <악보 4>에서 보듯이 고쟁의 독주 연주

부분에서 악곡은 두 개의 긴 파인(琶音)으로 들어간다. 파인은 Ⅴ음19)에

서 Ⅰ음20)으로 행진하며 마지막 주음의 강렬한 출현은 음악을 격앙된

정서로 충만하게 한다. 악곡은 정식적으로 느린 단락에 들어간다. 전 단

락이 사람들에게 서정적인 서사의 느낌을 준다.

<악보 4> 고쟁<야심침>의 만판부분1

19) Ⅴ음: 악곡<야심침> 악보에 Ⅴ음 파인은 sol-do-mi-sol
20) Ⅰ음: 악곡<야심침> 악보에 Ⅰ음 파인은 do-mi-l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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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하고 숙연하게”는 작곡가가 그 부분에 대해 정한 음악 제목이며

만판의 정서 기조를 다져준다. 만판 부분의 구조는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다.

<표 2> <야심침>의 만판구조

단락 소절 마디 특징

Ⅰ 제 7-제 31 마디

제 7마디-제 14 마디 la(C#)음 종지

제 15 마디-제 28 마디 re(F#)음 종지

제 29 마디-제 31 마디 지나간 악구

Ⅱ 제 32-제 64 마디

제 32 마디-제 43 마디 sol(B)음 종지

제 44 마디-제 57 마디 반복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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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판에는 la, re, sol을 선율의 중심음으로 하는 작은 악단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첫 부분인 제 7-제 28 마디는 왼손의 섬세하고 변화무쌍한

연주 기교와 부드러운 선율를 통해 우희의 춤사위가 찰랑거리는 아름다

움을 보여준다. 선율는 5급부터 1 급까지의 상행 4도의 음정 도약으로

진행되는데 힘에서 mf와 앞의 pp의 강약의 대비는 악곡의 시작을 격렬

한 정서로 충만하게 한다.

제7-제9마디의 이 짧은 몇 구절은 음악의 불안정성으로 악구 표현의

불완전성 때문에 음악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 결과 15소절 1

박자가 끝날 때까지 우음 la음로 끝을 맺는 불안정한 음악의 흐름이 이

어졌다. <악보 5>에서 보듯이 제15마디 이후에는 큰 단락의 선율 발전

은 우음 la음에서 서서히 방향을 바꾸어 re음로 끝난다. 선율의 흐름은

서서히 격앙되어 제28마디 세 번째 박자가 갑자기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

다.제29-제31마디의 악구는 과도부분으로, re-si-la-sol 하행으로 진행되

는 가락의 선율은 강도가 약한 것에서 점차 강약으로 변화하여 정세의

걸음걸이를 나타낸다.

<악보 5> 고쟁<야심침>의 만판부분2

제 58 마디-제 64 마디 승상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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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은 제32-제64마디이다. 그 부분의 음악 스타일은 첫 부분

보다 독실하고 강인한 느낌을 더 많이 준다. 선율의 음형도 전보다 더

촘촘해졌다. 선율의 흐름은 같은 음악의 동기를 반복하여 몰입하는 수법

이 음악의 발전을 이끈다. 이 부분은 우희가 사랑에 대한 충절을 다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더 많고 전체적인 음악 스타일은 강

하고 부드럽다.

　<악보 6>에서 보듯이 제32-제43마디에 단락의 악구는 모두 sol음에서

멈추는데 리듬은 앞 단락에 비해 분명히 16분 음표의 급박함이 덜하다.

선율는 각 조식에서 부단히 변화하고 뒤로 갈수록 발전하며 악구는 더욱

가급적일수록 주역 내심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것 같다. 제58마디에 이르

러서는 다시 한 번 si-la-sol으로 내려가는 하행 장음이 나오고 강도상

으로는 약해졌다 다시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지고 이미 시작할 때의 확고

함과 자신감이 없다. 음악은 제61마디로 발전하고 선율는 점점 느려지며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제62마디에서 한 줄의 파인에 곁들이는 연

주기법이 갑자기 음악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8개의 화음(滑

音） 연주기법의 점점 더 빠르게 나타나면서 만판에서 쾌판으로 전환되

고 더 많은 것이 계발되는 역할을 한다.

<악보 6> 고쟁<야심침>의 만판부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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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쾌판(快板)

쾌판(제 65 마디-제 122 마디)은 <악보 7>에서 보듯이 고쟁이 대북과

합주하는 부분이다. 대고의 악센트와 고쟁의 쾌속지서(快速指序)21) 기법

을 통해 연주되는 선율라인과 결합하여 긴장되고 격렬한 분위기를 준다.

21) 쾌속지서(快速指序）: 고쟁 창작곡 중에 연주기법이다. 쾌속지서 기법은 수

십 가지의 기본적인 손가락 순서 조합과 변형 조합을 포함한다. 그것의 출현으

로 쟁연주기법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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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고쟁<야심침>의 쾌판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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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들은 현악기를 끌어당기는 음향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쾌

속지서의 연주기법을 많이 사용했다. 연주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음악

정서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강도와 연주 스타일도 강하고 강력해졌다.

전체 쾌판부분은 제65-제98마디의 작은 쾌판과 제98-제123마디의 두개

의 큰 악단으로 나눌 수 있다. 쾌판의 구조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고쟁<야심침>의 쾌판구조

쾌판 첫 번째 부분(제 65-제 98 마디)에서 음악은 2박자와 3박자로 번

갈아 가면서 악센트가 고르지 않은 청각 효과를 낸다. 왼손의 쾌속 연주

중에 점시안(点弦)22)및 음로 악곡을 쾌판의 두 번째 부분(98-제 123 마

디)로 진행한다. 제 65-제 72 마디에서, 북소리은 절분 리듬의 변화를 통

해 다시 고쟁의 룬지(轮指）23)를 찍는다. 고쟁의 왼손 3화음의 악센트를

포함하여 이 단락의 분위기는 특히 긴장되고 격렬하게 된다. 그리고 제

73-제 92 마디는 고쟁의 독주 부분으로 처음에 두 악구가 mi 음에서 la 음

으로 바뀌어 낮은 느낌을 준다. 그 후 또 음향으로 바뀌고 음량도 약함

에서 강함으로 바뀌고 끊임없는 선율의 모형은 악곡의 기세를 끊임없이

상승시키고 급박함에서 격렬함으로 바뀐다. 제 92 마디에 접어들면서 대

북가 북의 가장자리를 두드리며 낭랑한 타격 소리를 내며 16 분음표의

쾌속으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두 번째 부분에서 오른손은 연주 속도를 계속 빠르게 하고 왼손은 저

22) 점시안(点弦）: 고쟁 창작곡 중에 연주기법이다. 같음 음을 양순 식지로 반

복 연주하는 기법이다.
23) 룬지(轮指）: 고쟁 창작곡 중에 연주기법이다. 무명지, 중지, 식지, 엄지 손

가락이순서대로 같은 줄을 쾌속으로 연주한다.

단락 마디 특징

Ⅰ 제 65 마디-제 98 마디 2/4 와 3/4 의 리듬이 교체진행

Ⅱ 제 99 마디-제 122 마디 유사선율 상하행 반복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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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에서 좌시안(撮弦)24)의 연주기법으로 북에 맞추어 분위기를 돋운다.

그 부분의 음악소재는 반복적이고 몰입적인 기법으로 음의 추동을 급판

까지 발전시킨다. 제99-제102마디의 반복은 강조의 느낌이 있어 더 빨라

지는 경향이 있다. 이후 대단락의 빠른 진행은 거의 다시는 쉬지 않고

비슷한 악구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진행되어 사람들에게 격렬하고 얽힌

감정을 느끼게 한다. 제119마디까지는 선율이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

이 들지만 주선율은 여전히 si-la-sol의 부단히 내려가는 방식이다. 여러

번 나오는 이 하행 끝마무리는 좋지 않은 결말을 예고하는 느낌을 준다.

3) 급판（急板）

급판(제 123 마디-제 144 마디)은 <악보 8>에서 보듯이 전곡의 클라이막

스 단락으로 대량의 샤우시안(扫弦)25)과 단요(短摇)26)의 연주기법을 사

용한다. 고쟁의 연주 부분의 리듬이 더욱 치밀해졌고 선율의 흐름이 변

화무쌍 해졌다. 마치 눈앞에서 우희의 복잡한 악보자를 희미하게 보는

것 같다. 속도 상 만판에서 쾌판으로 음악적 정서를 완전히 풀어낸다. 그

후 음악은 쾌판의 기법으로 전환되어 급판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은 전곡의 끝부분이며 총 21 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제 136

마디에 이르러 오른손 몇 개의 소좌(小撮)27)들이 굳건하게 연주되고 속

도에 자유분판을 이루며 연이어 룬지(轮指)에 샤우시안(扫弦)이 함께 연

주기법으로 서서히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28)

24) 좌시안(撮弦）: 고쟁 기본 연주기법이다. 중지나 식지과 엄지로 옥타브 잡는

연주기법이다.
25) 샤우시안（扫弦）: 고쟁 창작곡 중에 연주기법이다.손가락이 바깥쪽으로 쾌

속 연주 몇 개의 현(일반적으로 저음현)을 연주한다.
26) 단요（短摇）: 고쟁 창작곡 중에 연주기법이다. 요즈 연주기법 중에 하나이

다. 고쟁연주기법으로 엄지나 식지를 세밀하게 좌우로 흔들어 연주한다.
27) 소좌:고쟁 기본 연주기법이다. 중지나 식지과 엄지로 옥타브 잡는 연주기법

이다.
28)陈运佳，“筝曲《夜深沉》的演奏技巧研究与演奏心得探析”，湖南师范大学，2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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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고쟁<야심침>의 급판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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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심침>에 나타난 연주기법

1) 파인(琶音）

파인은 고쟁의 기본 연주기법으로 <악보 9>에서 보듯이 코드에 있는

각 음을 저음부터 고음까지 순서대로 중속도 또는 빠르속도로 연주하는

기법이다. 보이는 쉽지만 연주할 때는 힘과 속도의 균형에 신경 써야 한

다. 악보에서 기보부호는 " " 로 표시한다. <악보 7>에서 보듯이 첫 파

인 나오는 음향효과는 'do-sol-do-sol-do-mi-sol'이다.

<악보 9> 고쟁<야심침>의 파인 연주법

2) 화인(滑音)

화인은 고쟁 연주기법에서 왼손 가장 중요한 기법 중 하나로, 악곡의

선율감을 풍부하게 한다. 화인은 구체적으로 상화인(上滑音), 하화인(下

滑音), 회화인(回滑音), 딘안화인(点滑音)등으로 나뉜다. 화인 연습은 반

드시 작품의 정서와 관련하여 연주할 때는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 작

품에서는 다양한 왼손 화인 연주기법을 활용하서 현악기의 특색 있는 여

음효과를 보여준다.

상화인 연주수법은 전통적으로 상화인은 본음 후반박에 왼손을 현을

눌러 음정을 올린다.

이 작품에서는 상화인 연주기법을 많이 쓰고, 전 악음이 끝난 뒤에 왼

손으로 현을 빠르게 누른다. <악보 10>에 첫 박 보면, la 에서 si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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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상화인 기법이 담겨 있다. 연주자는 la-sol-la 를 연주한 뒤에

왼손으로 바로 la 음을 si 음 음고로 누르고 왼손 연주 과정은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숫자보에서 음표 오른쪽 위에 "   " 로 기보한다.

<악보 10> 고쟁<야심침>의 상화인 연주법

하화인 연주수법은 왼손을 눌러 연주한 후에 본음으로 돌라온다.

이 작품의 하화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화인 연주한 후

에 항상 농현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왼손 현을 누른 속도가 느

리고 고음에서 저음으로 넘어가는 누르는 과정을 강조한다. 왼손을 눌러

연주한 후에 본음으로 돌라온다. <악보 11>에서 보듯이 두 번째 박자에

는 si 에서 la 로 내려가는 하화인 연주기법이라고 되어 있다. 본음은 la

음이고, 실제 연주 효과는 왼손으로 la 을 si 의 음고에 맞추서 연주한

후에 본음 6으로 돌아온다. 왼손으로 la 를 계속 la-si-la-si 의 농현하

고 sol음을 받아 다음 박자로 들어간다. 주의할 점은 느린 하화인은 음

색을 부드럽고 뒤에 는 농현 연주 시시가가 짧기 때문에 작게 떨리고

빈도는 빠르다. 숫자보에서 음표 왼쪽 위에 " " 로 기보한다.

<악보 11> 고쟁<야심침>의 하화인 연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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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인 연주수법은 왼손으로 줄을 눌러 음고를 높인 뒤에 다시 본음

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회화인은 상화인과 하화인의 결합체다.

이 작품에는 '성화인'는 빠르고, '하화인'는 느린 연주 특징이 있다.회

화인을 연주할 때는 상화인과 하화인의 시가 배분에 주의해야 한다. <악

보 12>의 세 번째 박자에서 볼 수 있듯이, mi 음 다음에 la 음의 회화인

연주가 있습니다. la 음 연주가 끝나면 바로 왼손으로 la 음에서 si 음까지

누른다. 이 과정은 la 의 시가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 4분의 3

은 왼손이 천천히 la 음으로 돌아간다. 숫자보에서 음표 위에 " ∽ " 로

기보한다.

<악보 12> 고쟁<야심침>의 회화인 연주법

3) 찬인(颤音)

찬인는 고쟁의 작품 중 가장 특색 있는 왼손 연주기법 중 하나다. 왼

손을 빠르게 현을 상하로 눌러 오른손에 연주되는 현이 음률에 소폭의

높낮이 변화를 일으킨다. 본음과 그 이웃음의 반복적인 교체로 '상찬인

(上颤音), 하찬인(下颤音), 단찬인(短颤音), 장찬인(长颤音), 쾌찬인(快颤

音), 느린 찬인(慢颤音)' 등 보함된다. 다양한 정서를 작품에 부여한다.

작품 <야심침>에는 찬인 기보가 없지만, 실제 연주에서는 연주자들이

찬인를 많이 넣어 연주하고, 일반적으로 하화인(回滑音)후에 많이 나타난

다. 찬인를 가미한 강약의 변화는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다. 찬인의 사용

은 작품의 정서를 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만든다. 보통 숫자보에서 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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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는 음표 위에 " " 로 표시한다.

4) 샤우시안(扫弦）

샤우시안 연주수법는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쾌속 연주 몇 개의 현(일반

적으로 저음현)을 연주하며, 이를 "샤우시안"이라고 한다.

샤우시안은 왼손과 오른손이 모두 있고 보통 왼손을 많이 쓴다. 샤우

시안을 연주 할때 보통 중지, 무명지, 새끼손가락 또는 식지, 중지, 무명

지, 손가락으로 쾌속적으로 바깥쪽으로 이웃한 몇 개의 현을 연주하면

마치 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이 들린다. 샤우시안은 다급하고 열렬하거

나 격동적인 분위기에서 많이 사용된다.

샤우시안은 본 악곡에서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작품의 정서의 추진

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악보 13>과 같이 쾌판의 시작과

급판의 뒤의 끝소리는 바로 현을 흝는 음향효과와 기세로 작품의 정서를

고조시킨다. 따라서 샤우시안의 기법은 연주할 때 장력이 있어야 하고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연주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로 샤우시안의

현수가 많아야 하며 특히 저음역까지 쓸어야 한다. 둘째로 현을 쓸어내

릴 때 속도가 빨라야 한다. 셋째로 현을 쓸때 접촉면에 사용하는 것은

손가락의 작은 관절이다. 샤우시안은 악보에서 "//// " 로 표시한다.

<악보 13> 고쟁<야심침>의 샤우시안 연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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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룬지(轮指)

삼지룬지(三指轮)29) 연주수법은 중지, 식지, 엄지의 순서에 따라 같은

줄을 쾌속으로 연주한다. 사지룬지(四指轮)30) 연주수법에는 무명지, 중

지, 식지, 엄지 손가락이순서대로 같은 줄을 쾌속으로연주한다.

룬지는 비파의 연주기법 중에 처음 나타났으며 후에 왕중산 작곡가가

고쟁의 연주법 특징과 결합하여 새로운 고쟁의 연주기법으로 이식하였

다. 본 작품에서의 룬지는 짧은 룬지와 긴 룬지를 포함한다. 짧은 룬지는

긴 룬지에서 분할한 기법으로 삼지 룬지와 사지 룬지의 구분이 있다. 고

쟁의 룬지는 앞의 네 개 또는 세 개의 손가락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4321 의순차적으로 현을 연주하는 것으로, 이 기법은 연주할 때 특히 음

색의 깨끗함과 힘의 선명도를 강조하는데 속도가 같아야 하고 강도가 균

등해야 하며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 동시에 음색의 과립감이 강하여 하

나의 점이 선을 이루는 효과를 얻어야 한다.

작품 중 룬지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삼지룬지은

대부분 리듬 중 단음의 위치에 나타나는데 보통 모두 16 분음표이다. 따

라서 쾌속의 삼지룬지는 룬지의 가벼움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 둘째로

반박자의 룬지 또는 연속적인 룬지 선율은 일반적으로 사지 룬지의 기법

으로 연주하여 보다 일관성 있게 한다. 오선포하고 숫자보에서 기보부호

는 모두 "＊" 로 표시한다.

<악보 14> 고쟁<야심침>의 룬지 연주법

29) 삼지룬지: 중지에서 시작하여 쾌속 룬지 연주법이다.
30) 사지룬지: 무명지에서 시작하여 쾌속 룬지 연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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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즈(摇指)

요즈는 고쟁의 아주 특색있는 연주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왕중산의 작품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빛나는 포인트이다. 왕중산은 요즈

(摇指), 탄요(弹摇), 양손(双手摇)등의 기교를 작품에 응용하였다.

현대 작품에서의 요즈 연주주법은 일반적으로 엄지의 요즈인데 즉 엄

지 하나가 같은 현에서 빠르게 앞뒤로 현을 움직여 긴 음의 음악 효과를

내는 기법이다. 연주기법 룬지(轮指)과 같은 것은 단음을 끊김 없는 긴

음의 음향효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연주 스타일이 룬지와 다른 점

은 요즈의 각 음 사이가 더욱 촘촘해지고 음색에도 더 많은 변화를 주어

다양한 음악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즈는 악보에서 "///"

로 표시한다.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수한 요즈는 삼지요즈(三指摇指）

이며 다요즈(多摇指)에 속한다. 왕중산 작곡가의 또 다른 창안법이다. 삼

지요즈 연주수법은 각각 중지, 식지, 엄지로 세 개의현에 동시에 요즈를

하며 또한 대키의 선율음을 두드러지게 한다. 삼지요즈의 연주는 단가

락의 음색을 밝게 하는 것과 달리 음악의 색채와 음향효과에 더욱 중점

을 두어 가로로 단가락을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 작품의 화성을 풍부하게

한다. 삼지요즈는 사실 이지 요즈에 근거한 것으로 이지 요즈와 같은 연

주기법이다: 손목을 아래로 누르고 손가락을 뛰어 손목으로 팔꿈치를 움

직여 현을 흔들며 동시에 현의 음색, 음량의 일치도 주의해야 한다. 이

기술을 연습할 때, 우선 다른 손가락을 따로 골라서 단음으로 요즈 연습

을 하고 다시 다른 손가락을 두 조로 조합하여 연습하고 마지막에 삼지

요즈 연습을 완성해야 한다. 연주를 할 때는 화성적인 색채를 강조하지

만 엄지의 주선율을 살려야 하고 손바닥이 각 손가락을 지탱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장력을 제공해야한다.

<악보 15> 고쟁<야심침>의 삼지요즈 연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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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등장하는 두 번째 특수 연주법는 탄요(弹摇)이다. 고쟁의 작품

에서 두 개 조식 양성부의 선율을 잘 표현하는 연주기법이다. 탄요 연주

수법이란 엄지는 저음의 선율을 흔들며 동시에 중지는 현에 주선율을 연

주하여 양성부의 음향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기교의 작용은

여러 손가락으로 흔드는 것과 같으며 한 손가락으로 흔드는 단음 선율의

결함을 보완하고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인 화음 효과를 가져온다. 이 기

교를 연습할 때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저음 성부와

주선율의 연결에 주의해야 하고 주선율을 친다고 해서 저음 선율이 끊어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중지의 선율음이 엄지의 흔들림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악보 16> 고쟁<야심침>의 탄요 연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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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쾌속지서(快速指序）

쾌속지서 기법은 중국의 저명한 연주자 조만금(赵曼琴)이 다년간의 고

쟁 연주 및 교수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다른 악기의 연주 기술을 융합하

여 전통적인 고쟁 연주기법과 구별되는 운지법 체계를 처음 형성하였다.

후에 왕중산이 그의 작품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안배함으로써 악곡의

난이도를 높임과 동시에 작품이 더욱 생동감이 있게 되었다.

쾌속지서 기법은 수십 가지의 기본적인 손가락 순서 조합과 변형 조

합을 포함한다. 그것의 출현으로 고쟁 연주기법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었다. 쾌속지서의 특징은 각 손가락의 역할을 충분

히 발휘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단조로웠던 엄지,식지,중지의 번갈아 연주

하던 것이 네 손가락, 심지어 다섯 손가락 사이의 번갈아 연주하는 것으

로 확장되어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선율의 진행에도

더욱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쾌속지서 기법은 엄지, 식지, 중지, 무명지를 과학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작품의 한 부분을 집약적이고 빠르게 연주하는 기법이다. 빠른

지서기법의 출현은 전통적인 연악작품의 연주구조를 타파하고 연악작품

으로 하여금 속도, 난이도, 표현력 등 방면에서 큰 폭의 향상을 가져왔

다.

기존의 엄지와 식지, 중지의 연주기법만 사용해도 음악 연주의 속도가

크게 제한되고 엄지와 식지를 여러 번 사용해도 손가락에 긴장감이 생겨

연주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쾌속지서 체계의 장점은 분명하다.

쾌속지서를 연주할 때는 각 손가락의 입자성 요건을 제거하고 음악선의

일관성과 흐름에 주의하며 각 손가락 사이를 잘 연결해야 한다.31)

이 작품에서의 쾌속지서의 활용도 적지 않으며 악곡이 쾌속판에 들어

가면 대규모의 쾌속지서가 이어진다. 악보와 같이 쾌속지서의 기법은 앞

에서 네 손가락 사이의 유연한 활용을 강조하는 기법이라고 말했다면 이

악구는 쾌속지서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법상 약간 편성할 수 있

31)何逸雯，“京剧“润腔”技巧在古筝名曲中的表现——以《夜深沉》为例”，江西师

范大学，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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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악보 17> 중에 3121 3121, 3121 2341 3123, 4121 3121,

3121 2341 212 의 순서로 연주한다.32)

<악보 17> 고쟁<야심침>의 쾌속지서 연주법

32)3121 2341 212: 4는 무명지, 3은 중지, 2는 식지, 1은 엄지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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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창작곡<남도환상곡>의 연주기법

1. 작품개관

황병기(1936년-2018년)는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난 황병기는 1951년 부

산에서 전쟁 중 우연히 들은 가야금 소리에 반해 가야금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다. 부산 국립국악원에서 당시 예술사였던 김영윤선생을 따라 정

악가야금을 배웠다. 1952년부터는 김윤덕선생으로부터 산조가야금을 배

우기 시작했다. 1959년 대학 졸업한 후에 서울대학교 국악과 최초의 가

야금 강사로 출강하였다. 그리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쳤다. 1974년에 이

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국악과를 창설하고 전임교수로 재직했다.33)

황병기는 1962년에 첫 가야금 독주곡 <숲>을 작곡했다. 한국음악 사

상 최초의 현대 가야금 독주곡이기도 한다. 그 후에 황병기는 <가

을>(1963년), <석류집>(1965년), <봄>(1967년), <침향무>(1974년),

<남도환상곡>(1983년), <춘설>(1991년) 등을 만들었다. 작곡가 황병기

의 가야금 창작곡은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34)

<표 4> 황병기의 가야금창작곡 목록

33) 이종찬, “황병기 가야금 음악의 양식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34) 심준희, “황병기 창작 정신에 관한 고찰—초기 가야금 곡을 중심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작곡년도 작곡명 사용악기

1962 독주곡<숲> 산조가야금

1963 독주곡<가을> 산조가야금

1965 독주곡<석류집> 산조가야금

1967 독주곡<봄> 산조가야금



- 36 -

이중 <남도환상곡>는 작곡가 황병기가 1987년 8월 9 일에 작곡되어,

다음해 3월에 국립국악원에서 양승희에 의하여 초연되었다.35)

35) 황병기, <황병기 가야금 곡집--밤의 소리>, 이화여자대학교추출판부, 1990

1968 독주곡<가라도> 산조가야금

1974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침향무> 산조가야금

1975 가야금과 인성를 위한<미궁> 산조가야금

1977 <비단길> 산조가야금

1977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아이보개>

산조가야금

1979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영목> 산조가야금

1979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전설> 산조가야금

1979 가야금과 대금를 위한<산운> 산조가야금

1985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밤의

소리>

산조가야금

1987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남도환상곡>

산조가야금

1991 17 현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춘설>

17 현가야금

1992 17 현 가야금과 서양 관현악을

위한<새봄>

17 현가야금

1996 17 현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달하노피곰>

17 현가야금

1999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시계탑> 17 현가야금

2000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하마단> 산조가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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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분석
<남도환상곡>은 황병기가 전통적인 산조가야금 기법을 바탕으로 작

곡한 가야금독주곡으로 장구로 반주한다. 악곡은 총 4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 악장 다스름(무장단), 제 2 악장 중몰이, 진양조과 중몰이의

교차, 제 3 악장 중중몰이, 제 4 악장 자진몰이, 휘몰이, 무장단, 휘몰이, 무

장단으로 나뉜다. 전통 산조 가야금의 연주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산조

가야금의 선율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 또 전통 연주를 벗어나는 부분

도 있는데 서양음악을 준용해서 현대적인 새로운 연주기법을 적용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악곡을 만들면서도 전통 연주기법의 특색을

살린 것도 작곡가 황병기 음악 작품의 특징이다.36) <남도환상곡>의 음

악 구조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남도환상곡>의 음악 구조

36) 이정자, “<남도환상곡>의分析的考察”,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단락 뎀포 장단

제 1악장 ♪=92 다스름(무장단)

제 2 악장 ♪=63

중몰이

진양조과 중몰이를 교차

제 3악장 ♩.=54 중중몰이

제 4악장

♩.=76 자진몰이

♩.=138 휘몰이

느리게 무장단

♩.=138 휘몰이

느리게 무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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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악장

제 1악장 다스름은 장구 반주가 없이 가야금만 연주한 악장이다. 화음

과 장식음을 많이 사용해서 신비로운 환상감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전곡

의 기조를 다진다.

제 1 악장의 출현음은 D E F# G A B 를 알 수 있다. 위의 <표 6>

에서 보듯이 제 1악장은 ♩.박자 단위로 제 1박-13 박, 제 14 박-31 박,

제 32 박의 세개 단락으로 나뉘는데 종지선율은 모두 e-e로 진행되어서

종지음이 e음로 되어 있다. 리듬에서 ♪= 92 의 느린 속도로 연주하기 때
문에 자유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멜로디에 분산화음과 도약

진행하는 셋잇단음의 출현은 곡에 신비롭고 긴장된 색채를 더한다.

<표 6> <남도환상곡> 제 1악장의 구조

2) 제 2 악장

<표 7>에서 보듯이 제 2악장은 1부는 제 1-17 마디, 2 부는 제 18-24

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뒷 부분은 진양조과 중물이를 번갈아 연주

한다.

첫 부분은 주로 b¹를 중심음으로 연주된다. 멜로디의 흐름과 주요음이

b¹이고, 종지음은 b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리듬은 12/8 의 중몰이 장단

이다. 뒷 부분은 주로 e를 중심음으로 연주한다. 종지음은 e에서 끝난다.

리듬은 첫 부분과 비교하면 18/8 의 진양조 장단과 12/8 의 중물이 장단

를 번갈아 연주한다. 전체적인 제 2악장은 리듬이 복잡하고 변화가 많다.

♪= 63 의 속도로 진행되며, 연주기법에 산조가야금의 전통 연주기법을

단락 ♩.박 단위 종지선율

제 1단락 제 1박-제 13 박 e¹-e¹

제 2단락 제 14 박-제 31 박 e¹-e²

제 3단락 제 32 박-제 50 박 e²-e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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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적용했고, 왼손의 농현과 전성등의 연주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남도

소리의 특징이 부각된다.

<표 7> <남도환상곡> 제 2악장의 구조

3) 제 3 악장

<표 8>에 보듯이 제 3악장은 선율의 흐름과 주요음 변화에 따라 제

1단락은 제 1-제 10 마디, 제 2 단락은 제 11-제 26 마디, 제 3 단락은 제

27-제 34 마디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 3 악장의 음계는 b, d, e, f#, g, a 이다.리듬이 경쾌하고 ♩=54 의 중

중모리 장단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구성된다. 제 2 단락에서는 전통 산조

가야금의 연주기법을 많이 적용하여 하행 중지로 선율을 종료한다. 제 3

단락에서 끌어올리는 주법을 사용해서 우조악곡의 명쾌함과 꿋꿋함을 보

여준다. 제 3 악장 전체적으로 b 음이 중심음이며, 멜로디 진행은 e¹음으

로 끝난다.

<표 8> <남도환상곡> 제 3악장의 구조

단락 마디 장단 중심음 종지선율

중몰이 제 1-제 17 마디 12/8 b¹ g-b-b

진양조 제 18-19 마디 18/8 b¹ e²-f²

중몰이 제 20 마디 12/8 e¹ b¹-b¹

진양조 제 21 마디 18/8 e² e²-e²

중몰이 제 22 마디 12/8 e¹ e¹-e¹

진양조 제 23 마디 18/8 e¹ b¹-b¹-e¹

중몰이 제 24 마디 12/8 e² a²-e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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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 악장

<표 9>에서 보듯이 제 4악장은 선율의 흐름과 주요음 변화에 따라

제 1단락은 제 1-제 12 마디, 제 2 단락은 제 13-제 16 마디, 제 3 단락은 제

17-제 36 마디, 제 4 단락은 무장단, 제 5 단락은 제 37-제 78 마디, 제 6 단

락은 무장단로 여석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 단락 리듬은♩=76 의 장단이다. 경쾌하고 순착진행으로 되었다.

중심음은 g음이고, 종지선율은 순차하행 방식으로 b음으로 끝난다.

제 2 단락 단락은 같은 악구가 반복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 악곡 단락

을 넘기기 위해 위아래 악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제 3 악단-제 6단락은 휘모리와 느리게 무장단이 번갈아 가며 진행된

다. 제 3 단락은 주로 연튕기 주법으로 연주하는데 단락 끝은 f¹#음에서

완전히 종료되지 않고, 악곡에 신비로운 색채를 더하면서 다음 단락으로

연결된다.

제 4 단락은 느린 무장단 악단으로 남도 선율의 특성을 느낄 수 있다.

제 5 단락은 가야금의 독특한 연주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연튕기

연주법과 3 2 1 순차진행으로 연주하였다. 오른손의 같은 선율 형태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악곡의 긴장감을 더한다.

제 6 단락은 느리게 무장단의 끝 단락으로, 악곡은 분산 화음의 장식음

으로 e²음에서 끝난다.

<표 9> <남도환상곡> 제 4악장의 구조

단락 마디 종지선율

제 1단락 제 1-제 10 마디 e¹-e-e¹

제 2단락 제 11-제 26 마디 b¹-f#-e¹

제 3단락 제 27-제 34 마디 e-b-e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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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도환상곡>에 나탄난 연주기법

1) 오른손 기본주법

1.2.3.4 는 <악보 18>와 같이 악보에서 손가락 연주하는 번호의 표시

다. 1 은 엄지, 2 는 식지, 3 는 중지, 4 는 무명지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음표 위에 숫자 '1,2,3,4,'로 표시하지만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악보 18> 가야금<남도환상곡> 오른손 기본 연주법

2) 튕김(o)과 연튕김(80)

튕기는 연주법은 식지손톱을 엄지에 붙어 모았다가 식지를 손바닥 안

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구슬치기 하듯이 튕기는 것이다.

<악보 19>과 같이 표시하는 곳이 한번 튕기는 연주법이다. 한번 튕기

단락 마디 리듬 장단 종지선율

제 1단락 제 1-12 마디 ♩=76 자진몰이 f#²-e²-b¹

제 2단락 제 13-16 마디 ♩=138 휘몰이 e¹-b¹-e²

제 3단락 제 17-36 마디 ♩=138 휘몰이 g¹-f#¹

제 4단락 무장단 느리게 무장단 b¹-g¹-e¹

제 5단락 제 37-78 ♩=138 휘몰이 g¹-e¹

제 6단락 무장단 느리게 무장단 e¹-b-a¹-b-e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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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엄지손가락과 식지손가락으로 원을 만들어 식지손가락의 손톱으로 튕

긴다. 일반적으로 음표 위에 'o'로 표시한다.

<악보 19> 가야금<남도환상곡> 오른손 튕김 연주법

연튕김은 엄지와 중지 손가락의 손톱을 엄지손가락으로 덮어 둥글게

쥐고, 중지 먼저 튕기는 후에 식지를 빨리 연이어서 튕긴다. 기보는 음표

위에 '80'로 표시한다. <악보 20> 에서 첫마디의 b¹음이 연튕기 연주법

을 사용한다. 둘째 박에서 처음 b¹음을 뜯어주고 두번째 b¹음을 중지로

튕겨서 식지로 빨리 세번째 b¹음을 연이어서 튕긴다. 뒤에 d²과 c²음이

같은 연주법이다.

<악보 20> 가야금<남도환상곡> 오른손 연튕김 연주법

3) 전성(ち)

전성은 가야금 현을 뜯음과 동시에 왼손 손목을 들어서 현을 강하게

눌러준 후 바로 원 위치로 돌아오면서 그 음을 강조하는 연주법이다.37)

가야금 전통음악에서 많이 사용한는 연주법으로 기보는 음표 위에 'ち'

37) 이지영,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보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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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한다. <악보 21> 에서 첫마디의 g¹음과 b음을 전성으로 연주한

다.

<악보 21> 가야금<남도환상곡> 전성 연주법

4) 농현( )

이는 가야금 왼손 연주법 중에 대표적인 주법으로 오른손으로 현을 뜯

으며 왼손 줄을 흔들어 여음을 만들어 연주법이다.38) 부호로 기보

한다.

가야금<남도환상곡>에는 주로 굵은 농현과 가는 농현이 있다. 굵은

농현 연주 할때 일반적으로 본음보다 장 2도 정도 높은 음 사이 정도를

농현하게 된다. 가는농현 연주 할때는 일반적으로 본음보다 반음 정도

높은 음 사이 정도를 가볍게 농현하게 된다. 위에 <악보 22>과 같이 굵

은 농현 b음은 현을 강하게 농현하면서 다른 음들을 함게 연주한다.

<악보 22> 가야금<남도환상곡> 농현 연주법

38) 이지영, 같은 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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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꺾는음(˄)
오른손으로 현을 뜯으며 왼손으로 가야금의 현을 반음 정도 눌렀다가

빠르게 놓아주는 것을 ‘꺽는다’라고 한다.39) ‘˄’ 부호로 음 앞에 기보한

다.

<악보 23> 가야금<남도환상곡>의 꺾는음 연주법

6) , 연주법

은 제시음보다 한 줄 아래 현(낮은 음)을 놀러 제시음 소리를 내는

연주법이다. 또한 은 한 줄 아래 현(낮은 음)을 놀러 제시음 소리를

연주하다가 다시 윗 현(제시음)으로 돌아가는 연주법이다.40)

<악보 24>에서 첫번째 b음은 g현을 눌러서 소리 내고 두번째 b음은

다시 b현으로 소리 내어 준다.

<악보 24> 가야금<남도환상곡> , 연주법

7) ♩ ,♩ , ♩ : 여음진행

39) 이지영, 같은 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72쪽
40) 이지영, 같은 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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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제시음에서 여음 하행진행의 표시다. <악보 25>에 g음은 e현을

눌어 g음을 소리 낸 후 여음을 내려준다.

<악보 25> 가야금<남도환상곡> 여음진행♩ 연주법

♩ 은 제시음에서 여음 상행진행의 표시이다. <악보 26>에 b¹음은 b¹현

음을 뜯은 후에 왼손으로 현을 눌어 여음을 높여 준다.

<악보 26> 가야금<남도환상곡> 여음진행♩ 연주법

♩은 제시음으로 여음 상행진행의 표시다. 제시음보다 한줄이나 두줄

아랫줄을 뜯은 후 왼손으로 현을 눌러 여음이 제시음이 될 때까지 상행

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연주해야한다. <악보 27>에 g음은 e현으로 연주

하는데 상행하는 여음이 연주해햐 한다.

<악보 27> 가야금<남도환상곡> 여음진행 ♩ 연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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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은 제시음에서 여음 물결 치듯이 흔들며 하행진행으로 연주하는

부호이다.41) 아래에 악보 g¹음은 e¹을 눌러 g¹음을 내어 준 후 물결무늬

를 여음을 하행진행한는것이다. e²음은 b¹현을 눌러서 여음을 물결무늬처

럼 하행시킨다.

<악보 28> 가야금<남도환상곡>의 ♩ 연주법

9) ,

, 다루치는 연주법으로 오른손으로 현을 뜯으면서 왼손으로

현을 깊고 힘차게 여러 번 눌러 주는 연주법이다.42) 위에 <악보 29>에

서 보 듯이 g음은 g현으로 두 번 눌러 스타카토하도록 연주된다.

<악보 29> 가야금<남도환상곡>의 연주법

41) 이지영, 같은 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93쪽
42) 이지영, 같은 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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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창작곡의 연주기법 비교분석

1. 연주기법의 차이성

고쟁은 중국 현악기로서 고쟁을 연주할 때 갑지(义甲)43)을 착용해야

하며 연주기법은 주로 왼손 지법과 오른손 지법으로 나뉜다. 고쟁의 조

율은 do, re, mi, sol, la의 오음음계 조율이다. 구체적인 연주에서 연주자

는 기호에 따라 각각 오른손 엄지, 식지, 중지, 무명지로 현을 쳐서 음악

을 연주한다. 왼손의 연주기법은 주로 현을 누르는데 식지, 중지 또는 중

지, 무명지를 이용하여 안주(琴码) 왼쪽에서 현의 장력에 따라 현의 소리

변화를 조절한다. 그것은 주로 음색을 장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왼

손으로 안주(琴码)의 왼쪽 줄의 장력을 계속 변화시킴으로써 음색을 조

절하고 선율을 아름답게 한다. 또한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에 따라 왼손

으로 줄의 장력을 조절하여 음의 높이를 바꾼다.

가야금은 연주 방법은 고쟁과 비슷하지만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의갑

없이 손가락으로 직접 연주한다. 연주를 할 때는 대개 바닥에 앉아 가야

금을 가로로 몸 앞에 놓고 좌단은 오른쪽 무릎에 대고 하단은 바닥에 닿

게 한다. 또한 고쟁과 마찬가지로 가야금을 받침대 위에 가로로 놓고 의

자에 앉아서 연주하는 방법도 있다. 연주할 때 오른손은 엄지, 식지, 중

지, 무명지로 안족의 오른쪽 현을 연주하고 왼손은 안족의 왼쪽 현을 눌

러준다. 오른손은 새끼손가락을 제외하고 모두 연주에 쓰이며 전통 가야

금 연주에서는 엄지, 식지, 중지를 많이 사용한다. 그 중 가야금의 오른

손 연주법은 주로 뜯고 튕기는 주법이 있다. 왼손의 연주법에는 농현, 전

성 등이 있다. 두 악기의 연주기법은 비교하면 다음 <표 10>와 같다.44)

43) 갑지(义甲): 고쟁 연주할 때 손가락에 가짜손톱을 달아야 한다. 가짜손톱은

갑지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거북의 갑옷으로 제작된다. 연주할 때 새끼손가락에

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44) 陈景, <古筝与伽倻琴音乐文化的比较>, 江西师范大学,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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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쟁과 가야금의 연주기법 비교

가야금 연주기법 고쟁 연주기법 설명

1 ∟ (托） 엄지로 연주하는 표

2 ＼（抹） 식지로 연주하는 표

3 ︵（勾） 중지로 연주하는 표

4 ∧（打） 무명지로 연주하는 표

3-1 대좌（撮弦） 중지과 엄지로 옥타브

잡는 표

0（튕기다） 식지손톱을엄지에 붙어 모

았다가 식지이 손바닥 안

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현

을 치는 표

80 (연튕기) 엄지와 식지, 장지손가락

의 손톱을 엄지손가락으로

덮어 둥글게 쥐고, 중지

먼저 튕기는 후에 식지를

빨리 연이어서 튕긴 표

농현 찬인( , 颤音) 음을 긁게 흔든다

한 줄 윗 현으로 돌아감

③
5

한 줄 아래 현으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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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화인(下滑音) 제시음에서 여음 하행진행

의 표시

♩ 상화인(上滑音) 제시음에서 여음 상행진행

의 표시

♩ 제시음으로 여음 상행진행

의 표시

∧ (뜰) 디이안인(点音) 현을 뜯으며 왼손으로 현

을 반음 정도 눌렀다가 빠

르게 놓아주는 표

전성 회화인(回滑音) 현을 뜯음과 동시에 왼손

손목을 들어서 현을 강하

게 눌러준 후 바로 원 위

치로 돌아오는 연주법

다루치는 연주법으로 오른

손으로 현을 뜯으면서 왼

손으로 현을 깊고 힘차게

여러 번 눌러 주는 연주법

♩ 화지( , 花指) 제시음에서 여음 물결 치

듯이 흔들며 하행진행으로

연주

룬지（＊, 轮指) 무명지, 중지, 식지, 엄

지 손가락이순서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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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가야금과 고쟁은 외형적으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연주기법에서도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도 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두 악기 모

두 오른손을 중심으로 연주하고 왼손은 줄을 눌러 다양한 여음을 만들어

낸다. 둘째로 연주기법 중에서 고쟁과 가야금의 보편적인 운지법은 단음

연주(单音演奏)를 사용하여 연주를 하는 것이며 둘 다 단음연주가 기본

이다. 셋째로 일부 파인, 농현, 장식음등의 연주기교는 많은 공통점이 존

재한다.45)

비록 고쟁과 가야금은 공통점이 많이 존재하지만 두 나라의 지리적 환

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 심미관에도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기나

긴 발전단계 중에서 고쟁과 가야금의 연주기법도 다음과 같이 많은 차이

가 존재한다. 가야금과 고쟁의 연주법을 다른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고쟁은 보통 갑지를 끼고 연주하며 가야금은 갑지 없이 연주할

45)彭丽颖，“한국 가야금과 중국 21현 고쟁의 연주법 비교--<우륵의 춤>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줄을 쾌속으로 연주

샤우시안（////, 扫弦)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쾌속

연주 몇 개의 현(일반적으

로 저음현)을 연주

파인( , 琶音) 코드에 있는 각 음을 저음

부터 고음까지 순서대로

중속도 또는 빠른 속도로

연주

요즈(///, 摇指) 하나의 줄을 빠르게 반복

하여 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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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고 손가락으로 뜯거나 튕겨 연주한다.

둘째, 고쟁과 가야금은 손모양과 연주법에서 차이가 있다. 고쟁이 오른

손을 연주할 때 손의 연주 자세는 주먹을 반으로 쥔 상태이며 대관절은

약간 볼록하고 대관절부터 중관절까지는 45도의 경사면을 가진 상태이

다.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손바닥 쪽으로 오므려지고 연주할 때는 현에

닿는다. 고쟁은 손은 이완된 상태로 손가락 관절이 손바닥 쪽으로 힘을

낸다. 가야금을 연주할 때는 손의 옆면을 좌단에 놓고 연주해야 한다.

셋째, 왼손으로 줄을 눌러 연주할 때 힘을 내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고쟁은 팔로 팔목을 쳐서 현을 누르지만 가야금은 주로 큰 팔, 팔과 손

목을 자연스럽게 내리며 팔의 무게를 손가락 밑의 위아래로 전달하여 움

직다. 또한 산조 가야금의 농현은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고 고쟁보다 폭

이 크다.

넷째, 연주할 때 앉는 자세가 다르다. 가야금 연주시에 연주자는 바닥

에 앉아 가야금 몸체를 가로로 눕히고 좌단쪽은 양쪽 무릎에 대고 하단

은 바닥에 닿게 한다. 그리고 고쟁은 연주할 때 주로 의자에 앉아 연주

한다. 좌식 연주 자세는 고쟁 받침대로 고쟁 몸체를 지탱해야 하며 받침

대가 오른쪽은 높고 왼쪽은 낮아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의자는 고쟁의

우측, 즉 쟁의 꼭대기에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으며 앉을 때 사람의 몸

은 고쟁의 우측 방향에 가깝다. 46)

2. 예술 스타일의 차이성

고쟁과 가야금은 각자 자신의 독특한 음악적 문화 특징이 있다. 고쟁

창작곡 <야심침>과 가야금 창작곡 <남도환상곡>의 예술 스타일의 공통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연주 방식에서 고쟁 창작곡<야심침>과 가야금 창작곡<남

도환상곡>은 모두 타악기로 반주하는 형식으로 연주한다. <야심침>은

중국 악기 대북으로 반주하여 <남도환상곡>은 장구로 반주한다. 단음음

악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전통음악은 단선적인 선율적 음악을 비교적 선

46) 侯玉喆, <古筝、伽倻琴与日本筝的音乐文化比较>, 南昌大学,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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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다.

둘째, 선율 진행에서 고쟁<야심침>과 가야금<남도환상곡>은 보편적

으로 5음음계를 사용하며 음악은 중용적이고 평화롭다. 선율에 있어서

<남도환상곡>은 유려하면서도 아름답다.

셋째, 악곡구조에서 고쟁과 가야금 음악은 모두 점점 빨라지게 진행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쟁의 음악구조는 "만판-쾌판(중)-급(쾌)판"인

반면 가야금은 전통음악인 산조와 같이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것이 만중삭의 특징이다.

넷째, 고쟁과 가야금 두 악곡은 모두 음악의 변화를 중시한다. 이러한

변화는 선율의 진행음의 높이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선율의 강도와 음색

에도 나타난다.

고쟁 창작곡<야심침>과 산조가야금 창작곡<남도환상곡>의 예술 스타

일의 차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자와 리듬에 있어서 고쟁은 균분율동의 자유로운 리듬이 아니

며 균분율동의 규칙적인 리듬에서도 강약이 교대되고 속도의 완급도 매

우 자유롭다. 고쟁 창작곡<야심침>은 소절마다 사분음표를 한 박자로

하고 박자는 2/4, 3/4, 4/4이다. 가야금은 장단, 박자에서 장기간의 발전

과정에서 독특한 리듬의 체계를 형성한다. 박자의 규칙, 리듬의 법칙, 그

리고 선율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속도, 강약을 포함한다. 그것은 한국

민속 음악 특유의 스타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장단은 리듬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며 풍부하고 생동적이며 활기차고 다른 특색이 있다.

같은 속도라도 리듬에 따라 표현되는 음악이 다를 수 있다. 연주 음악은

대부분 3박자로 3/4, 6/8, 6/4, 12/8, 18/8 등의 장단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를 들어 전통음악을 주제로 한 가야금 창작곡인 <남도 환상곡>의 장단

은 12/8, 18/8이다.

둘째, <야심침>의 음색은 고음은 맑고 중음은 둥글고 풍부하며 저음

은 묵직하다. 또한 복합선율로서, 음악의 리듬, 선율, 화성, 음색 등이 함

께 아름다움을 형성한다. 가야금<남도환상곡>의 음색은 고풍스럽고 낮

다. 그 자체의 구조 외에도 연주방법도 관련이 있다. 가야금을 연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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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지를 착용하지 않고 연주할 때 독특한 연주기법이 있었던 것과도 관련

이 있다.

셋째, 고쟁곡 <야심침>은 12현 산조 가야금로 연주할 수 있다. 두 악

기의 연주법은 유사하지만 고쟁곡<야심침> 연주 할 때 고쟁 특유의 연

주법은 가야금의 같은 음색을 내는 주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고쟁곡 <야

심침>은 산조 가야금으로 연주할 때, 악곡 중에 룬지(轮指) 연주법이 가

야금 연튕김 연주법으로 연주된다. 악곡 중에 단요는 튕김, 장요는 연튕

김 연주법으로 연주하고, 회화인(回滑音)은 가야금의 빠른 전성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악곡은 21현 고쟁 연주곡이었으나 12현 산조 가야금으로

연주할 때 현수와 조율의 한계로 인하여 저음구역이 충분하지 않아서 악

곡의 모든 왼손 파인(琶音)을 하나 또는 두 옥타브 높여 연주하기도 하

고 화성학으로 변주하거나 5음을 생략하기도 한다.

반면에 가야금 악곡<남도환상곡>도 고쟁으로 연주할 수 있다. 조율은

산조가야금 <남도환상곡>과 같으며 현수의 제한 없이 악보대로 완전하

게 연주할 수 있다. 연주 과정에서 가야금 특유의 연주법은 음색이 같은

고쟁 연주법으로 대체해햐 한다. 악곡 중에 가야금의 튕김 연주법는 고

쟁 삼지룬지(三指轮指) 연주법으로 연튕김 연주법는 고쟁 요지(摇指)으

로 연주한다. 가야금의 전성 연주법은 고쟁의 디이안인(点音)으로 연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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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고쟁과 가야금은 양국의 기나긴 역사의 변천 속에서 보존되어 자국

의 음악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고쟁과 가야

금은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전통적인 음악특색을 지닌 창작곡

이 많이 파생되었고 표현력이 대폭 커졌다. 이 논문은 고쟁의 창작곡인

<야심침>과 가야금 창작곡인 <남도환상곡>의 연주기법을 비교 분석함

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고쟁과 가야금의 연주 방법은 비교적 유사하다. 고쟁이 사용하는

연주기법으로 오른손은 엄지, 식지, 중지의 전통적인 연주기법을 위주로

하고 왼손은 비브라폰, 활음 등의 방식을 결합하여 악곡의 음악적 특색

을 더해준다. 가야금을 연주할 때 오른손은 엄지, 식지, 중지의 전통적인

연주기법이 주를 이루지만 다른 기법이 나타난다. 그러나 둘 다 음악적

으로나 미학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고쟁은 연주의 기교성을 중시하고

속도와 연주의 외적 미관을 추구하는 것이며 가야금은 음악적 표현의 깊

이를 강조한다.

둘째, 고쟁과 가야금의 예술적 특징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각각 자신의

독특한 음악의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악곡의 구조, 리듬박자, 선율

진행, 음색의 변화 등 방면에서 같은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음악의

주제를 가진 창작곡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민족 음악 문화

사이의 특색을 구현했다.

셋째, 고쟁창작곡 <야심침>과 산조가야금 창작곡의<남도환상곡> 중

에 나타난 연주기법와 음악 스타일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두 악곡의 연

주방법을 서로 참고하여 작품은 서로 교환하여 연주할 수 있다.

전통음악을 주제로 한 고쟁과 가야금의 창작곡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연주기법과 음악스타일을 깊이 이해하였다. 또한 고쟁과 가야금

의 음악문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국 전통 민족악기와 한국 민족악기를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두 악기의 연주방법을 서로 참고하여

서로의 작품도 교환하여 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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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performance techniques of

Chinese Guzheng and Korean Gayageum

-Centered on "Deep Night" and "Nando Fantasia"-

ZHOUXUAN P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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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uzheng and gayageu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usical

history of the two countries. Gayageum has become one of the

representative Musical Instruments with traditional Korean

characteristics. It has similarities with Guzheng in terms of

performance method, shape and structure. At the same time, in the

long historical changes, guzheng and Gayageum have been developed

by leaps and bounds, derived a lot of songs with traditional music

characteristics. This paper studies the Chinese zither solo "Deep

Night" and South Korean Gayageum solo "Namdo Fantasia" from

three aspects of overview of works, analysis of musical structure and

analysis of performance methods.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performance techniques of

"Deep Night" composed for guzheng and "Namdo Fantasia" composed

for gayageum, and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playing methods of guzheng and Gayageum are similar.

Guzheng playing techniques The right hand with thumb, index 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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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finger as the traditional playing techniques, combined with the

left hand tremolo, glide and other ways, add music characteristics. In

gayageum, the right hand is usually played with the thumb, index

finger, and middle finger, but there are also different playing

techniques. Both of them are different in music and aesthetics. The

guzheng emphasizes the skill of performance, pursues speed and

external beauty of performance, while the Gayageum emphasizes the

depth of musical performance.

Second, although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guzheng and

Gayageum are similar, they each have their own unique musical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e structure of the music, rhythm and

beat, melody progress, timbre changes and other aspects of the same,

but also with the uniqueness of traditional music theme composition.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ethnic music cultures.

Third, the performance techniques and musical styles of "Deep

Night," composed for guzheng, and "Namdo Fantasia," composed for

sanjo gayageum are common, so the performance methods of the two

pieces can be borrowed from each other and the musical repertoire

can be exchanged.

By studying the composition of guzheng and Gayageum with

traditional music as the theme, the author has a deep understanding

of the performance techniques and musical styles of the two

instruments. By comparing the musical cultures of guzheng and

Gayageum, we can further understand the traditional Chinese folk

instruments and Korean traditional folk instruments, and learn from

the playing methods of the two instruments to play musical pieces of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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